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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의 수업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종합설계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장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이다. 종합설계는 대부분 목표 

및 약간의 제약조건, 평가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 기준은 8개이며, 교육과정 영역에서 종합설계 

교과의 필수 개설 및 실질적 운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컴퓨터멀티미디어과는 2011년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TAC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본 논문에서는 “SW공학적 종합설계” 교과의 수업 운영 실태 중심으로 컴퓨터공학 분야 종합설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학기술인증위원회(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 졸업생역량(Program Outcomes),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 종합설계(Capstone Design)

I. 서론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창의성, 팀웍, 
리더십 등을 배양하기 위한 창의적 종합설계 교육을 말한다. 여기

에는 산업체 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대학의 교육과정 흐름은 산학협력 관련 항목을 매우 중요

시하게 여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

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부터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

황을 반드시 정보공시하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사)한국공학교육

인증원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이론과 실험 등을 통해 실무에 응용

할 수 있는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과목 이수를 반드시 보장하

고, 중간평가에서 교과목 운영실적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기술인증위원회(TAC: 

Technology Accreditation Commission, 전문대학에 적용)에서 

요구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의 수업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II. 연구 동향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종합설계 교과 개설은 공학교육인증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학인증 현황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88개 대학 601개 프로그램(EAC:531개, CAC:40개, TAC:30개)이 

인증을 받았다[1]. 인증기준 관련 규정으로는 공학교육인증

(EAC:KEC2000/KEC2005), 컴퓨터정보기술교육인증

(CAC:KCC2005), 공학기술교육인증(TAC:KTC2009) 등이 있다.
 EAC와 CAC에서는 설계 학점 이수기준을 12학점으로 규정

해 놓았다. 2010년부터 시행된 TAC에서는 종합설계 교과의 최종

학기 개설여부 만을 평가하였고, 2012년 중간평가부터 설계교과 

운영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AC, CAC 인증평

가에서 설계교과 운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비교하고, 종합

설계 수업 운영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증평가 지적사항의 첫 번째는 설계교육 체계 부실이다. 기초

설계 과목이 저학년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설계 교과가 선택으

로 지정되어 있고, 설계교과목 강의계획서에 설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지적되었다. 두 번째는 설계 교과목 실제 운영 

부실이다. 종합설계가 강의위주 진행, 교수 개인별 전공위주로 운

영, 배정된 설계학점에 부합하는 설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open-ended problem, communication skill, teamwork 등이 적

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함 등이다[2].

III. 종합설계 수업 운영 사례

컴퓨터멀티미디어과는 2010년 3월부터 공학기술교육인증제를 

시행하였다. TAC인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교양 6학점,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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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공학주제 64학점(종합설계 4학점 포함) 등 총 83학점을 

개설하였다.
“SW공학적 종합설계” 교과 수업은 2011년 2학년 2학기에 처

음 시도되었다. 수업계획서는 타 교과와 달리 그림 1과 같은 산업

체인사 활용방안이 포함된 교과목 운영방안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그림 1.“SW공학적 종합설계”교과목 운영방안

Fig. 1. Syllabus of “SW-Engineering-Capstone-Design”

종합설계로 평가할 수 있는 졸업생역량은 PO3(공학설계 구현 

능력), PO5(공학기술 방법 도구 사용능력), PO6(팀내 역할 수행

능력), PO7(의사전달 능력)로 지정하였다. 최소졸업 기준은 “중”
이상 취득으로 하였다.

1주차 수업에서 설계 팀을 구성하고, 설계제안 신청서를 작성하

여 9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공지하였다.

그림 2. 자바메모장

Fig. 2. Java notepad

설계 팀은 14주차 수업에서 PPT로 발표하고, 15주차에 소스코

드 및 최종보고서, 그림 2와 같은 프로젝트 최종산출물(JAVA로 

개발한 메모장 프로젝트)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다. 중간평가는 

지필고사로, 기말평가는 최종산출물에 대한 교수 및 산업체 인사 

평가로 이루어졌다. 그림 3은 “SW공학적 종합설계” 졸업생역량 

PO5에 대한 산업체 인사 평가표이다.

그림 4. 졸업생역량 산업체인사 평가표(PO5)

Fig. 4. Rubrics for Program Outcomes (PO5)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종합설계 수업은 일반적 공학 설계 프로

세스를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공산업 등에서 많이 접근

하는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3]과 같이 기초설계가 시

작됨과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시키는 방법에서 개선사

항이 요구된다. 컴퓨터공학 분야 종합설계는 SW프로젝트 생명 주

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IV. 분석 및 결론

 대학 종합설계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의

사소통일 것이다. 산업체 현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서와 결과물을 원한다. 팀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실무 역할을 제대로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종합설계의 목표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효율적 소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무능

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모든 대학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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